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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산 전처리에 따른 메밀 새싹의 저장중 품질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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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the quality of buckwheat sprout treated with organic acid solutions such as ascorbic, citric and
acetic acid were examined during storage in order to judge the feasibility of acid dipping as a pretreatment for extending
shelf-life. Quality attributes of buckwheat sprout stored at 5oC were measured in terms of microbial cell count, moisture
content, soluble solids content, chromaticity, and sensory evaluation over different storage times. For microbial growth
inhibition, combinations of 0.05% acetic acid and 0.5% citric acid or 1% ascorbic acid and 0.5% citric acid were more
effective than other treatments. Slight changes were observed in moisture content among the treatments, whereas soluble
solids content of each treatment was increased during storage. In chromaticity, the Hunter‘s a value of buckwheat sprout
treated with acetic acid alone or acetic acid combinations showed the largest increase. Dipping treatment with ascorbic acid
and citric acid produced only slight changes in color of the sprout. In the sensory evaluation of discoloration (head, stem
and root), wilting and overall quality, ascorbic acid and citric acid treatments gave the highest scor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dipping treatment of buckwheat sprout with citric acid can confer more positive effects on storage stability than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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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교육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환경변화와 식품관련 지식

증가에 따라 국내의 식품 소비경향은 점차 고급화되어 식품의 선

택 시 건강지향성과 편이성이 중시되고 있다. 이에 가공식품 보

다는 신선 식품, 특히 과일, 채소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단

백질, 섬유질, 미네랄, 비타민 등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새싹

채소가 영양식품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얻으면서 소비 공급이 증

가되고 있다(1,2). 국내에서 새싹채소 생산은 2000년 초부터 시작

되었으며, 새싹채소 재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2년 재배면적

은 34 ha이고, 2003년 43.5 ha, 2004년 50.7 ha, 2005년에는 65 ha

로 연평균 24% 증가하였다(3). 신선 채소류는 생식 또는 편의가

공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선도 유지와 더불어

식품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4). 신선 채소

류는 살아있는 생체조직이기 때문에 수반되는 생리적 노화, 생화

학 변화, 미생물 변패에 의해 그 품질이 열화되기 쉬우며, 이는

유통 중 상품의 품질 저하와 직결된다(5). 신선 채소류의 특성상

가열 등의 살균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방사선 조사, 오존수, 전해

수, 염소수, 유기산 등을 이용한 비가열처리가 많이 보고되고 있

다(2,6-9). 그 가운데 유기산은 예전부터 식품의 부패 방지와 저

장기간 증진을 위해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미 FDA에서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 허가를 받은 공인된 식품위생처

리제이다(10,11). 또한 유기산은 항균기능을 갖고 있으며, 낮은 pH

영역에서 미생물 활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

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된 바 있다(9,12-14).

메밀(Fagopyrum esculentum Moench)은 마디풀과에 속하는 일

년생 초본식물로, 분류학상 곡류와 구별되지만 낱알의 성분조성

이 곡류와 비슷한 잡곡으로 취급된다(15). 메밀의 종에는 재배종

과 야생종을 포함하여 20여종이 지구상에 분포되어 있으며, 재배

종에는 일반메밀과 쓴메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

반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메밀은 일반메밀(F. esculentum Moench)

과 최근 일부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쓴메밀(F. tataricum Gaertn)

이다(16). 메밀에 관한 연구는 rutin 함량, 혈당강화 및 혈압저하

효과, 항산화 효과, 메밀을 발아시킨 메밀싹에 관한 연구 등 주

로 약리적 및 영양적 측면에서 보고되고 있다(17-21). 메밀 종자

를 발아시킨 새싹은 숙주나물과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길

이가 더 길고 가늘며(12.5-16 cm, 하배축의 두께 0.9-1.8 mm), 두

부가 꽃봉오리처럼 말려 있어 그 모양이 특이하고 담황색을 띄

고 있으며 자체의 고유한 향을 가지고 있다(22). 그러나 메밀 새

싹의 소비자 수요가 점차 증대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메밀 종

자나 새싹의 유용성분들이 연구된 것에 비해, 유통기간이 매우

짧은(10oC 이하에서 2-3일) 메밀 새싹의 상품성 유지를 위한 연

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밀 새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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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후 손실을 줄이고 상품 유통기간 연장에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식품첨가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ascorbic acid, citric

acid 및 acetic acid를 단독 또는 혼합한 유기산 침지용액으로 적

용하여 메밀 새싹을 전처리한 후 저온저장하면서 품질변화를 측

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메밀 새싹은 2008년 8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주)참한싹에서 생산한 것으로, 메밀 종자의 싹을 틔운 후 재배

판에 이식한 다음 하루 4시간 간격으로 약 90초간 여과된 지하

수를 분무하면서 7일간 재배하였다. 새싹시료는 실험당일 오전에

수확한 것을 사용하였고, 발포 폴리스틸렌(EPS) 상자에 보냉재를

넣고 포장하여 운송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전처리 용액으로서

차아염소산염(유한락스 레귤러, (주)유한크로락스, 유효염소 4%

이상 함유)과 유기산(ascorbic acid, citric acid, & acetic acids,

Sigma Chem. Co., St. Louis, MO, USA)은 실험에 필요한 적정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전처리 및 저장

수확된 메밀 새싹은 수돗물, 100 ppm 차아염소산염 용액, 다양

한 유기산 용액(ascorbic acid 1%, citric acid 0.5%, acetic acid

0.05%, ascorbic acid 1%와 citric acid 0.5% 혼합, ascorbic acid

1%와 acetic acid 0.05% 혼합, citric acid 0.5%와 acetic acid

0.05% 혼합)에 각각 1 분씩 침지한 후 종이타월로 물기를 제거

한 다음, 멸균 시료봉투에 밀봉하여 냉장온도(5oC)에서 6일간 저

장하였으며, 2일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하였다. 전처리

유기산 용액의 농도는 예비실험을 통하여 메밀새싹의 관능적 품

질변화를 가장 적게 일으키면서 미생물 생균수의 저감 효과를 나

타내는 최소 농도로 설정하였다.

미생물 검사

새싹시료 30 g씩을 처리구별로 멸균 필름봉투(Whirl Pak®

B01195, Nasco Co., Fort Atkinson, WI, USA)에 무균 상태로 채

취하여 넣은 다음, 0.85% 멸균 식염수 60 mL를 가하여 균질기

(BagMixer® 400, Interscience, Bretèche, France)로 약 1분간 마쇄

한 후, 일정량의 균질액을 취하여 0.1% 펩톤 수용액으로 단계별

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각 시료 용액 0.1 mL에 총균은 plate count

agar(Merck, Darmstadt, Germany) 배지를, 대장균군은 chromocult

agar(Merck) 배지를 사용하여 35oC에서 48-72시간 동안 배양하였

다. 한 평판 당 20-200개의 집락을 갖는 페트리디시를 선택하여

계수한 후 Log CFU/g으로 표시하였다. 실험결과는 3회 반복 측

정하여 얻은 값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수분함량 측정

수분함량은 식품공전 일반시험법 중 상압가열건조법(23)에 따

라 측정하였다. 새싹시료 2 g씩을 취하여 105oC를 유지하는 건조

기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키고, desiccator에서 방랭한 후

중량을 측정하여 수분함량을 산출하였다. 실험결과는 4회 반복

측정하여 얻은 값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가용성 고형분함량 측정

가용성 고형분함량은 메밀 새싹 5 g을 가압 착즙하여 4겹의 거

즈로 여과한 후 즙액을 굴절계(PR-32α, ATAGO, Tokyo, Japan)로

굴절율을 측정하여 5회 측정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oBx 단위

로 표시하였다.

색 측정

새싹시료의 줄기 부분의 색깔을 색차계(CR-400, Konica-Minolt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한 후 Hunter L, a, b 값으로 표시

하였다. 백색 표준판(L=97.75, a=−0.49, b=1.96)을 사용하여 색차

계를 보정한 후 색 측정에 이용하였으며, 처리구별로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관능평가

새싹시료 각 처리구에 대한 관능검사는 신선 채소류의 외관품

질 평가에 경험이 많고 잘 훈련된 8-10명의 평가요원을 대상으

로 5oC에서 6일간 저장한 메밀 새싹채소의 부위별(싹, 줄기, 뿌

리) 변색정도, 시듦정도, 종합적 외관품질 항목을 9점 척도의 차

이식별검사로 실시하였다. 이때 변색과 시듦 항목은 평가점수가

클수록 변화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종합적 외관품질은 평가

점수가 낮을수록 품질이 저하된 것을 의미한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통계분석 프로그램(SAS Institute Inc., Ver. 9.1,

Cary, USA)의 ANOVA(Duncan’s multiple range test) 분산분석으

로 처리하여 평균값의 유의차(p<0.05)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생균수 변화

처리구별로 저장 중 메밀 새싹의 미생물학적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총균수와 대장균군수를 측정하였다(Table 1). 세척하지

않은 메밀 새싹의 초기 총균수는 6.95 Log CFU/g이었으며, 나머

지 침지처리구에서는 유의적인 생균수 감소를 나타내었다(p<0.05).

수돗물 처리구의 미생물 생균수는 대조구와 거의 차이가 없었으

나 염소수 처리구의 경우 약 0.5 Log 감소하였다. 유기산 처리구

의 초기 총균수는 5.94-6.32 Log CFU/g 범위로 대조구에 비해 약

0.5-1 Log 정도 생균수가 감소하였다. 특히, 생균수 감소에 효과

적인 처리로는 처리 직후 총균수가 6.01, 6.06, 5.94, 5.94 Log

CFU/g인 0.05% acetic acid 단독 처리구와 유기산 병용처리들이

었으며 유기산 단독처리보다는 병용처리의 부가적인 효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0.5% citric acid 단독처리가 6.16

Log CFU/g, 1% ascorbic acid 단독처리가 6.32 Log CFU/g로 메

밀 새싹의 미생물 감균효과를 나타내었다. 모든 처리구의 총균수

는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p<0.05), 저

장 2일째부터는 즉석섭취·편이식품의 일반세균 기준인 106 CFU/

g를 넘어서면서 더 이상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

되었다(24). 저장기간 동안 1% ascorbic acid 단독 처리구의 총균

수가 대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메밀 새싹의 미생물 증

식억제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 반면에 0.5% citric acid 단

독 처리구의 총균수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유

지되어 미생물 억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가지 유기산

을 병용처리한 경우 유기산 조건에 관계없이 저장 2일째까지는

단독처리에 비해 미생물 감균효과가 좀 더 높았으나 이후에는 미

생물 생균수가 더욱 증가하였다.

한편 저장기간 중 메밀 새싹의 대장균군수 변화는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대조군의 초기 대장균군수는 6.77 Log CFU/

g이었으며, 전처리에 따라 생균수 감소를 나타내었다. 수돗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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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구의 미생물 생균수는 대조구와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염소수

처리구의 경우 약 0.5 Log 감소하였다. 유기산 처리구의 초기 대

장균군수는 6.29-5.70 Log CFU/g 범위로 총균수와 마찬가지로 대

조구에 비해 약 0.5-1 Log 정도 생균수가 감소하였다. 1% ascor-

bic acid를 제외한 유기산 처리구들의 대장균군수는 모두 106 CFU/

g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이 중 0.5% citric acid 단독 처리구와

acetic acid와 병용한 유기산 처리구의 미생물 생균수가 5.89, 5.70,

5.72 Log CFU/g로 가장 적어 초기 생균수 감소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acetic acid 처리가 6.05 Log CFU/g,

ascorbic과 citric acid 병용처리가 6.09 Log CFU/g를 나타내었다.

모든 처리구의 대장균군수는 저장기간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다(p<0.05). 5oC에서 6일 저장하는 동안 ascorbic acid 단독

처리구와 ascorbic과 citric acid 병용처리구의 대장균군수가 수돗

물 처리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메밀 새싹의 미생물 증

식억제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유기산 처리는 0.5% citric acid+0.05% acetic acid>0.5%

citric acid>1% ascorbic acid+0.05% acetic acid, 100 ppm 염소수

의 순서로 유의적으로 낮은 대장균군수를 나타내어 미생물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p<0.05). 또한 citric과 acetic acid의 병용처리,

ascorbic과 acetic acid의 병용처리가 각각의 단독처리에 비해 미

생물 감균효과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기산의 항균작용은 pH 저하, 비해리형 분자의 비율, 세포 생

리 및 대사과정 등과 관련이 있다(25). 유기산의 COOH기는 수

소이온을 발생시켜 pH 저하를 유발하는 관능기이다. 따라서 COOH

기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유기산(lactic acid나 acetic acid의 경우)

은 더 많은 COOH기를 가지고 있는 유기산(citric acid의 경우)에

비해 항균효과가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본 연구에서

도 citric acid와 acetic acid를 동일한 농도로 사용하지는 않았지

만 저장 중 acetic acid에 비해 citric acid 처리가 비교적 미생물

생균수를 낮게 유지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Akbas 등(27)

의 연구에서도 0.5% citric acid와 0.5% lactic acid 2분 처리로 신

선편이 양상추의 중온성균, 저온성균, 장내세균수를 1.5-2.0 Log

Table 1. Total plate counts of buckwheat sprouts treated with chlorine water and organic acid solutions during storage at 5oC

Mean±STD (Log CFU/g)

Samples1)
Storage time (day)

0 2 4 6

A 06.95±0.16a2) 7.47±0.06a 08.1±0.11a 08.2±0.15a

B 6.76±0.12a 07.32±0.26bc 07.88±0.07ab 07.9±0.08a

C 6.59±0.21b 7.07±0.02c 7.62±0.08b 7.65±0.09c

D 6.32±0.14b 7.54±0.03a 7.73±0.08b 7.67±0.16c

E 6.16±0.09c 6.51±0.10d 7.37±0.11d 7.78±0.09b

F 6.01±0.12d 07.35±0.10ab 7.49±0.12c 7.78±0.08b

G 6.06±0.24d 7.02±0.05c 7.95±0.14a 7.63±0.05c

H 5.94±0.10d 7.12±0.10b 7.77±0.12b 7.68±0.05c

I 5.94±0.06d 6.93±0.05c 07.83±0.04ab 7.68±0.10c

1)A: Control
 B: Tap water
 C: 100 ppm NaClO2

 D: 1% Ascorbic Acid(AA)
 E: 0.5% Citric Acid(CA)

F: 0.05% Acetic Acid(AC)
G: 1% AA+0.5% CA
H: 1% AA+0.05% AC
I: 0.5% CA+0.05% AC

2)Mea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Coliform bacteria counts of buckwheat sprouts treated with chlorine water and organic acid solutions during storage at 5oC
Mean±STD (Log CFU/g)

Samples1)
Storage time (day)

0 2 4 6

A 06.77±0.13a2) 6.95±0.04a 07.8±0.05a 7.91±0.09a

B 6.54±0.07b 6.97±0.01a 7.65±0.12b 7.78±0.12b

C 6.23±0.14c 6.41±0.08c 7.15±0.22cd 7.46±0.12d

D 6.29±0.27c 06.87±0.15ab 7.53±0.14b 7.64±0.05c

E 5.89±0.10e 6.37±0.13b 7.03±0.10d 7.24±0.12c

F 6.05±0.05d 6.28±0.04d 7.21±0.15c 7.66±0.17c

G 6.09±0.17d 6.67±0.13b 7.33±0.07c 07.54±0.09ab

H 5.70±0.04e 6.51±0.22c 7.17±0.15cd 7.46±0.15d

I 5.72±0.04e 6.13±0.02e 6.92±0.08d 7.25±0.09c

1)A: Control 
 B: Tap water 
 C: 100 ppm NaClO2 
 D: 1% Ascorbic Acid(AA) 
 E: 0.5% Citric Acid(CA)

F: 0.05% Acetic Acid(AC)
G: 1% AA+0.5% CA
H: 1% AA+0.05% AC
I: 0.5% CA+0.05% AC

2)Mea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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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U/g 정도 감소시켰고 4oC에서 12일 저장하는 동안에도 100 ppm

염소수나 4 ppm 오존수에 비해 낮은 생균수를 유지하였다. Francis

와 O'Berine(28)도 1% citric acid 5분 처리로 양상추의 중온성균

이 1.5 Log CFU/g 정도 감소되었고 3oC에서 7일간 저장하면서

3.5 Log CFU/g 정도 증가하였으나 물세척 처리구보다 1 Log CFU/

g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Cha 등(29)의 연구에서 1% ascorbic과 1%

citric acid 혼합처리는 저장 2일째까지 양상추의 미생물 증식을

완전히 억제하였고 저장기간 동안 미생물 억제에 효과적인 것으

로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의 유기산 병용처리는 메밀 새싹의 조

직손상을 유발하여 미생물 증식이 더 촉진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수분함량 변화

메밀 새싹은 초기 96.36%의 수분함량을 가지며 물 세척 처리

구는 96.53%로 수분함량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염소수 처리구는

대조구와 비슷한 96.34%를 나타내었고 유기산 처리구들은 95.92-

96.25%로 대조구보다 약간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었다(Table 3).

저장 중에는 특히 물 세척 처리구에서 6일째에 95.62%를 나타내

어 처리 직후보다 약 0.9% 가량 수분함량이 감소하였고, 대조구

는 95.96%로 초기보다 0.4%, 염소수 처리구는 0.3% 정도 감소하

였다. 유기산 처리구는 처리 직후와 저장 2일째까지 대조구보다

수분함량이 다소 낮았으나, 4일 이후에는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

어 전처리에 따른 메밀 새싹시료의 생체 중량변화는 미미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가용성 고형분함량 변화

메밀 새싹의 가용성 고형분함량 변화는 Table 4에 제시한 바

와 같이 대조구에서 1.9oBx, 처리 직후 대부분 1.9-2.2oBx를 나타

내었으나, ascorbic과 citric acid 병용 처리구는 2.4oBx로 다소 높

게 나타났다. 또한 저장기간 동안 대조구의 가용성 고형분함량은

1.9-2.2oBx로 유의적으로(p<0.05) 증가하였고, 다른 처리구에서도

고형분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저온에서 저장

하더라도 대부분의 식물조직이 저장기간 동안 증산작용에 따른

Table 3. Moisture contents of buckwheat sprouts treated with chlorine water and organic acid solutions during storage at 5oC

Mean±STD (%)

Sample1)
Storage time (day)

0 2 4 6

A 96.36±0.24abc2) 96.42±0.29ab 95.96±0.35a 95.96±0.38ab

B 96.53±0.10a 96.30±0.33ab 96.21±0.87a 95.62±0.36b

C 96.34±0.26ab 96.36±0.51ab 96.01±0.43a 96.06±0.22ab

D 95.92±0.31d 96.22±0.41ab 95.97±0.41a 96.09±0.36ab

E 96.18±0.27abcd 96.24±0.46ab 96.21±0.41a 95.97±0.67ab

F 96.04±0.37cd 95.82±0.66b 96.01±0.53a 96.08±0.46ab

G 96.25±0.33abcd 96.19±0.57ab 95.93±0.48a 96.22±0.51a

H 96.16±0.14bcd 96.45±0.39a 96.29±0.53a 96.12±0.42ab

I 96.23±0.31bc 96.13±0.28a 95.99±0.53a 95.97±0.51ab

1)A: Control 
 B: Tap water 
 C: 100 ppm NaClO2 
 D: 1% Ascorbic Acid(AA) 
 E: 0.5% Citric Acid(CA)

F: 0.05% Acetic Acid(AC)
G: 1% AA+0.5% CA
H: 1% AA+0.05% AC
I: 0.5% CA+0.05% AC

2)Mea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Soluble solids content of buckwheat sprouts treated with chlorine water and organic acid solutions during storage at 5oC

Mean±STD (oBx)

Sample1)
Storage time (day)

0 2 4 6

A 01.9±0.2c2) 2.1±0.2a 2.2±0.3a 2.2±0.3a

B 1.9±0.4c 2.0±0.1a 2.0±0.4a 2.2±0.6a

C 02.1±0.2bc 2.0±0.3a 2.0±0.3a 2.2±0.5a

D 2.4±0.3a 2.2±0.4a 2.3±0.2a 2.3±0.4a

E 2.2±0.2b 2.2±0.3a 2.2±0.5a 2.2±0.4a

F 1.9±0.4c 2.0±0.3a 2.2±0.4a 2.3±0.6a

G 2.4±0.2a 2.1±0.5a 2.2±0.4a 2.2±0.5a

H 02.1±0.2bc 2.1±0.5a 2.1±0.4a 2.2±0.6a

I 2.2±0.3b 2.1±0.2a 2.3±0.4a 2.2±0.6a

1)A: Control 
 B: Tap water 
 C: 100 ppm NaClO2 
 D: 1% Ascorbic Acid(AA) 
 E: 0.5% Citric Acid(CA)

F: 0.05% Acetic Acid(AC)
G: 1% AA+0.5% CA
H: 1% AA+0.05% AC
I: 0.5% CA+0.05% AC

2)Mea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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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증발로 인해 가용성 고형분이 농축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

문이다(30,31). 더욱이 유기산 처리에 의해 메밀 새싹의 가용성

고형분함량이 다소 증가한 것은 비록 낮은 농도라 하더라도 경

우에 따라 사용된 유기산에 의해 새싹조직이 다소나마 손상을 입

어 더 많은 수분손실이 유발된 것이라고 이해된다.

색 변화

전처리 직후 메밀 새싹의 Hunter L값은 모든 처리구에서 64.29-

65.75를 나타내어 처리구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저장기간에 따라 대조구는 65.52-68.04, 처리구는 64.29-67.04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여러 가지 유기산 처리에 따른

변색 억제효과를 구분할 수 없었다(Table 5). 또한 Hunter a값은

처리 직후 −1.67- −1.14를 나타내어 역시 처리구별로 유의적인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저장 2일 이후 유의적으로(p<0.05)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저장기간 중 특히 acetic acid 처리구,

ascorbic과 acetic acid 병용처리구, citric과 acetic acid 병용처리구

의 Hunter a값이 −1.32에서 0.47, −1.5에서 0.32, −1.14에서 0.50

으로 분명하게 증가하여 신선 채소류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acetic acid 처리에 의한 색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32). 이에 비

해 1% ascorbic acid 처리구에서 Hunter a값 변화가 −1.57에서

−1.35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0.5% citric acid의 경우에도 −1.48

에서 −1.22로 적게 나타나 변색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Ponting 등(33)과 Sapers 등(34)의 연구결과에서 보고된

ascorbic acid의 과채류에 대한 효소적 갈변 방지효과에 기인한 것

으로 이해된다. Citric acid는 polyphenol oxidase 활성부위에 있는

구리를 킬레이트하여 PPO 활성을 저해하고 갈변을 방지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35).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박 등(36)은 깐

마늘은 1% citric acid, 콩나물은 1% ascorbic acid, 양파는 2%

citric acid, 풋고추는 1% ascorbic acid 처리시에 갈변억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Jiang 등(37)도 0.1 M citric acid의

PPO 활성억제효과로 신선편이 남방개(Chinese water chestnut)의

갈변이 억제되고 유통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보고하였다. Akbas와

Imez(27)의 연구에서도 신선편이 양상추를 0.5% citric acid와 0.5%

lactic acid로 2분 처리한 후 4oC에서 12일간 저장하는 동안 색차

계로 측정한 외관색 변화가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Hunter b값

또한 Hunter L값처럼 모든 처리구에서 9.30-11.70 범위를 나타내

Table 5. Hunter's color values of buckwheat sprouts treated with chlorine water and organic acid solutions during storage at 5oC

Mean±STD

Hunter 
value

Sample1)
Storage period (day)

0 2 4 6

L

A 65.52±1.65a2) 66.44±1.63ab 65.96±2.12ab 68.04±2.02a

B 65.22±4.49a 64.78±2.51c 66.17±2.07ab 66.63±2.40ab

C 65.13±3.10a 66.20±2.74abc 65.89±2.25ab 67.04±2.45ab

D 64.42±2.48a 66.91±1.85a 66.33±1.80ab 66.50±2.45ab

E 65.42±2.48a 66.57±2.26a 66.21±2.52ab 66.43±2.71b

F 65.68±2.56a 64.88±2.84bc 64.91±2.56ab 65.71±2.19b

G 65.75±2.36a 66.70±2.34a 65.90±3.37ab 66.35±2.65b

H 64.29±2.15a 66.36±2.17abc 64.61±2.43b 66.19±1.87b

I 65.36±1.44a 65.38±2.25abc 66.42±2.04a 66.02±2.16b

a

A .-1.61±0.50a .-1.94±0.39c .-1.52±0.54de .-1.22±0.45c

B .-1.53±0.62a .-1.80±0.59bc .-1.16±0.42cde .-0.48±2.46bc

C .-1.49±0.35a .-1.80±0.33bc .-0.93±1.06bcd .-0.38±0.84bc

D .-1.57±0.71a .-1.97±0.26c .-1.58±0.35e .-1.35±0.46c

E .-1.48±1.32a .-1.62±0.26ab .-1.37±1.43ab .-1.22±2.19a

F .-1.32±0.61a .-1.88±0.44bc .-0.19±1.38a 00.47±2.01b

G .-1.67±0.64a .-1.92±0.50c .-0.73±1.07abc .-0.40±1.53bc

H .-1.50±0.84a .-2.02±0.27c .-0.93±0.66bcd 00.32±1.61bc

I .-1.14±0.73a .-1.51±0.38a .-1.34±0.44cde 00.50±2.12b

b

A 10.53±1.69ab 10.99±1.58ab 11.48±2.05a 11.52±1.83ab

B 10.62±1.72ab 10.77±2.44ab 10.66±1.08abc 11.15±1.37ab

C 11.70±2.54a 10.08±1.57b 10.83±1.60abc 11.33±1.56ab

D 09.79±1.67ab 09.92±1.30b 11.25±1.32abc 12.25±2.23a

E 10.50±2.79ab 10.17±0.93ab 11.40±1.53ab 10.80±1.65b

F 09.30±1.31b 10.27±1.68ab 10.33±1.61bc 11.42±2.17ab

G 11.18±2.03ab 10.53±1.66ab 10.25±1.64c 11.10±2.00ab

H 10.14±1.44ab 11.35±1.81a 10.34±1.29bc 11.06±1.61ab

I  9.94±1.34ab 10.88±1.45ab 10.73±1.49abc 11.79±1.68ab

1)A: Control 
 B: Tap water 
 C: 100 ppm NaClO2 
 D: 1% Ascorbic Acid(AA) 
 E: 0.5% Citric Acid(CA)

F: 0.05% Acetic Acid(AC)
G: 1% AA+0.5% CA
H: 1% AA+0.05% AC
I: 0.5% CA+0.05% AC

2)Mea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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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nsory scores of buckwheat sprouts treated with chlorine water and organic acid solutions during storage at 5oC

Mean±STD

Attribute Sample1)
Storage period (day)

0 2 4 6

Discoloration

head

A 2.8±2.4ab2) 3.9±1.6ab 4.4±1.2b 6.6±1.8a

B 2.6±2.4b 3.3±1.5bc 4.2±1.3b 6.2±1.5a

C 3.0±1.8a 3.5±1.3b 4.3±1.4b 5.7±1.5b

D 2.6±1.2b 3.1±1.7c 3.8±0.9c 5.0±1.3c

E 2.8±1.5ab 3.2±2.0bc 4.0±0.9bc 5.2±1.1c

F 3.2±1.5a 4.3±1.7a 4.8±1.0ab 5.6±1.7b

G 3.2±1.7a 3.6±1.2b 4.3±0.9b 5.5±1.2b

H 3.1±1.6a 3.5±1.7b 4.1±1.3b 4.6±1.4d

I 3.3±1.8a 4.1±1.4a 5.2±1.6a 5.7±1.1b

stem

A 2.0±1.7b 3.9±1.5b 4.0±1.5bc 6.3±1.9b

B 2.5±1.4ab 3.8±1.9b 4.1±1.5bc 6.2±1.6b

C 2.6±1.6a 3.7±1.4b 4.2±1.7bc 5.9±1.7bc

D 2.2±1.6b 2.6±1.3c 3.6±0.8c 5.4±1.9c

E 2.4±1.5ab 3.0±1.7c 3.8±0.9c 5.8±1.0bc

F 3.0±1.4a 4.3±1.7a 5.4±1.1a 7.2±1.5a

G 2.9±1.7a 4.4±1.3a 4.6±1.5b 6.4±1.1b

H 2.8±1.9a 3.9±1.5b 4.1±1.2bc 5.4±1.8c

I 2.9±2.2a 4.7±1.7a 5.1±1.4a 7.8±1.4a

root

A 3.2±2.0ab 4.9±1.5ab 5.1±1.6c 6.6±1.7b

B 3.1±2.0ab 4.5±1.4b 5.9±1.5b 6.0±1.9b

C 3.2±1.7ab 4.6±1.5b 5.7±1.6bc 6.2±2.0b

D 2.9±2.3b 3.8±2.0c 4.8±1.8d 5.2±1.6c

E 3.0±1.9b 3.9±1.6c 4.6±1.3d 5.1±0.8c

F 3.6±2.2a 5.2±1.3a 6.1±1.7a 7.9±1.1a

G 3.2±2.1ab 5.3±1.7a 5.9±1.1b 6.8±1.0b

H 3.2±2.1ab 4.8±1.8ab 5.5±1.7bc 6.4±1.3b

I 3.8±2.1a 5.8±1.9a 6.7±1.8a 8.2±1.1a

Wilting

A 1.8±1.6a 3.6±1.8c 4.5±1.3ab 6.4±1.9a

B 2.0±1.7a 3.3±1.8c 4.7±1.4ab 6.2±2.1b

C 2.1±2.0a 3.4±1.6c 4.6±1.5ab 5.9±1.7bc

D 1.8±1.8a 3.4±1.6c 3.8±1.4b 5.0±2.0c

E 1.9±1.6a 3.5±1.9c 4.0±1.4b 5.1±1.3c

F 2.5±1.9a 4.2±1.8b 5.2±1.6a 6.6±1.9a

G 2.2±1.8a 4.1±1.9b 5.0±1.5a 6.9±1.6a

H 2.3±2.3a 4.9±1.7ab 4.8±1.5ab 6.0±2.1bc

I 2.6±2.2a 5.5±2.0a 5.6±2.1a 7.6±1.6a

Overall
quality

A 7.5±1.9a 5.4±1.3a 4.3±1.3ab 3.2±1.7b

B 7.6±1.8a 5.6±1.8a 4.2±1.2ab 3.0±2.1b

C 7.4±1.4a 5.5±1.7a 4.5±1.6a 3.5±1.7b

D 7.7±1.8a 5.9±1.6a 4.6±1.6a 4.4±1.9a

E 7.6±1.9a 5.7±1.8a 4.8±1.1a 4.5±0.8a

F 6.9±1.4b 3.6±1.6b 3.3±1.8b 2.6±1.7c

G 7.0±1.7ab 4.0±1.8b 3.6±1.7b 2.8±1.1c

H 7.2±2.2ab 4.9±1.8ab 4.1±1.8ab 3.9±1.0ab

I 6.8±2.5b 4.1±1.8b 3.3±1.7b 2.5±0.8c

1)A: Control 
 B: Tap water 
 C: 100 ppm NaClO2 
 D: 1% Ascorbic Acid(AA) 
 E: 0.5% Citric Acid(CA)

F: 0.05% Acetic Acid(AC)
G: 1% AA+0.5% CA
H: 1% AA+0.05% AC
I: 0.5% CA+0.05% AC

2)Mea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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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처리구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저장기간이 경

과하면서 대조구는 10.53-11.52, 처리구는 9.30-12.25 범위의 값을

나타내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식물조직의 갈변은 신선

채소류의 주요 상품성 저하요인이므로 본 연구에서 ascorbic acid

및 citric acid 침지처리에 의한 메밀 새싹의 저장 중 갈변억제 가

능성 확인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관능적 품질 변화

유기산 처리에 따른 메밀 새싹의 관능평가 결과(Table 6), 저장

기간에 따라 변색(싹, 줄기, 뿌리), 시듦, 종합적 외관품질이 유의

적으로 변화하였다. 처리 직후에는 모든 항목에서 처리구별로 유

의적인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으나, 저장 2일 이후 변색과 시듦

항목에서 ascorbic acid 및 citric acid 처리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

해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종합적 외관품질 항목에서

는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어 관능적 품질이 우수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p<0.05). 그러나 acetic acid 처리구와 이들의 병용

처리구는 변색과 시듦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

으며, 종합적 외관품질은 다른 처리구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Hunter a값 변화와도 서로 상통

하는 결과로서 처리하는 유기산에 따라 저장 중 메밀 새싹의 외

관품질이 크게 영향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 약

메밀 새싹의 유통 중 품질유지를 목적으로 유기산 용액과 염

소수에 침지한 후 플라스틱 필름봉투에 밀봉하여 5oC에 저장하

면서 여러 가지 품질인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미생물학적 측면

에서 총균수와 대장균군수의 측정 결과 0.5% citric acid, 0.05%

acetic acid의 단독 및 병용처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미생물 증

식제어에 효과적이었다. 수분함량이나 가용성 고형분함량의 경우

6일 저장 중 의미 있는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색 변화에서도

Hunter L값과 Hunter b값은 처리구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Hunter a값의 경우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ascorbic

acid 및 citric acid 처리구의 변화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관능평

가에 있어서도 저장 중 ascorbic acid 및 citric acid 처리구가 다

른 것에 비해 변색, 시듦, 종합적 외관품질 항목 모두에서 유의

적으로 구분되어 관능적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과

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기산 가운데 citric acid를 전처리

침지용액으로 적용할 경우 메밀 새싹의 유통 중 품질유지에 매

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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